
[경청 겸손 반성] 

매틀랩입문 후반 2주차, 논리함수 find()와 반복문 

 

1. 조건문/선택문 논리구조 연습 

1-1. 다중 분기 

다음처럼 하면 차례대로 Yes ,No 를 가르는 방식인데 가능하지만 복잡해 보이고(실제로 복잡) 

 

if // yes 

else // no, 그러면 다시 

 if //yes 

 else //no, 그러면 다시 

  if //yes  

  else // no, 위의 모든 조건에 다 맞지 않으면 

  end 

 e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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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하면 논리구조가 단순(다중분기) 

if // yes 

elseif // no, 그러면 다시 

elseif // no, 그러면 다시 

else // no, 위의 모든 조건에 다 맞지 않으면 

end 

 

순서도(flow-chart)로 단순화된 분위기를 보여주려고 했다(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1-2. 조건문에서 스칼라(자료 하나), 벡터/행렬(자료 묶음) 처리 방식 

 

(1) 단일 처리 

조건문/선택문에서 벡터/행렬은 맨 끝의 원소 하나만 처리된다. 

(함수) 

function age_check4(age) 

if ag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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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You are very happy.'); 

elseif age>=19 && age<=35 

    disp('You are a job seeker.'); 

else 

    disp('You are a job beggar.'); 

end 

end 

 

우리나라 선거권은 19세 이상이다. 따라서 19세 이상이면 성인이다. 성인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 먹고 사는 길이기도 하지만 자아실천(다시 말하면 인생(자신과 사람과 세상)을 살아가는,  

알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취업준비 단계이다. 요즘 대학도 그렇고 …  

 

앞서 이 함수를 실행(호출, call)하면 잘 된다. 그러나 벡터(자료 묶음)을 넣어보면 어떨까? 

 

>> age_check4([18 19 35 36]) 

|| 및 && 연산자에 대한 피연산자는 논리형 스칼라 값으로 변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류 발생: age_check4 (line 4) 

elseif age>=19 && age<=35 

 

우선 보기만 해도 싫은 빨간색 경고문이 나온다. 겁먹지 말고 잘 보면 연산자(관계)가 

잘못이다. 행렬 연산에서 * 대신에 .* 을 쓰듯이 &&. || 대신에 &, |을 써야 한다. 일반 

프로그램 언어에서 익숙한 쌍쌍인 &&, ||는 안 된다. 원 함수를 수정하고 다시 돌려보자. 

 

>> age_check4([18 19 35 36]) 

You are a job beggar. 

 

여러 자료를 넣었는데 결과는 단 한 줄로 자료 하나만 처리한 것이다. 보니 맨 마지막 자료를 

처리한 결과이다. 

 

물론 반복문을 넣어 자료 묶음을 하나 하나 분해하여 각각의 원소(elements)로 하나 하나씩 

처리하면 될 것이다(우린 넘어가고). 

 

 



* 다중 처리처럼 보이나 단일 처리 

(함수) 

function apple_cost=cal(apple_no) 

if apple_no<10, unit_price=2000; 

elseif apple_no<50, unit_price=2000*0.9;  % 10% discount 

else unit_price=2000*0.8;                    % 20% discount 

end 

apple_cost=apple_no*unit_price; 

end 

 

(실행) 

>> cal([9 10 46 50]) 

ans = 

       14400       16000       73600       80000 

 

4개 자료를 넣어 4개 결과가 나와서 좋았지만 잘 보면 단가가 모두 160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 ans./[9 10 46 50] 

ans = 

        1600        1600        1600        1600 

 

역시 맨 마지막 자료의 단가로 모두 계산 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 프로그램 언어에서 쓰는 조건문/선택문(if)에서 벡터/행렬을 넣으면 맨 끝 원소 

하나만 처리한다(백터/행렬처리 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2) 다중처리하기 위한 일반 프로그램적인 처리는 반복문으로 원소 분해 

(함수) 

function apple_cost=cal2(apple_no) 

for k=1:length(apple_no) 

    if apple_no(k)<10, unit_price=2000; 

    elseif apple_no(k)<50,unit_price=2000*0.9;    % 10% discount 

    else unit_price=2000*0.8;                   % 20% discount 

    end 

    apple_cost(k)=apple_no(k)*unit_price; 



end 

end 

 

(실행) 

>> cal2([9 10 45 50]) 

ans = 

       18000       18000       81000       80000 

 

여기서 사과 9개를 사느니 10개를 사고, 45개를 사느니 50개를사는 게 이익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뒤에 나오는 오늘의 주제 논리함수, find()를 배우고 하는 것임, 비교 하려고 여기에 위치 

(3) 매틀랩 스러운, 매틀랩 다운 방법은 논리함수 find() 사용하는 거 

‘그녀는 예뻤다’에서 나오는 The Most 스러운 … 

 

즉, 자료 묶음(벡터/행렬)을 한 번에 묶어 처리하는 방식 

(함수) 

function apple_cost=cal3(apple_no) 

a=find(apple_no<10); unit_price(a)=2000; 

b=find(apple_no<50); unit_price(b)=2000*0.9; 

c=find(apple_no>=50); unit_price(c)=2000*0.8; 

apple_cost=apple_no.*unit_price; 

end 

 

(실행) 

>> apple_cost=cal3([9 10 45 50]) 

apple_cost = 

       16200       18000       81000       80000 

 

자료가 몇 백, 몇 천, 몇 만 이상이면 (2) 번에 비해 (3) 번의 처리 속도는 엄청나게 빠를 

것이다. 

 



2. 조건문/선택문 연습 – 전 주 과제 풀이 

(함수 f) 

function y=f(x) 

for k=1:length(x) 

    if x(k)<=2 

        y(k)=2*x(k); 

    else 

        y(k)=x(k).^2; 

    end 

end 

end 

 

(풀이) 

>> x=-3:0.2:5; 

>> y=f(x); 

>> plot(x,y), grid on 

 

(연속) 

x=2,  f(x)=2*x=4  

x=2+0, f(x)=x^2=4 

 



(함수 g) 

function y=g(x) 

for k=1:length(x) 

    if x(k)<-pi, y(k)=-1; 

    elseif x(k)<pi, y(k)=cos(x(k)); // ‘x(k)>=-pi & ‘는 없어도 된다 

    else y(k)=-1; 

    end 

end 

end 

 

다음과 같이 하면 한 줄을 줄일 수 있다. 

function y=g(x) 

for k=1:length(x) 

    if x(k)<-pi | x(k)>pi, y(k)=-1; 

    else, y(k)=cos(x(k)); 

    end 

end 

end 

 

(풀이) 

>> x=-2*pi:0.2:2*pi; 

>> y=g(x); 

>> plot(x,y), grid on, axis([-2*pi 2*pi -1.2 1.2]) 

 

grid on 은 그래프에 눈금선을 넣고 

axis([xmin xmax ymin ymax]) 는 축을 조정한다. 

즉, x축과 y축의 범위를 결정한다. 위에선 y=-1 그래프가 그래프 아래 줄과 겹쳐서 혼동되므로 

y축을 -1.2 ~ 1.2 로 조금 늘이서 y=-1 직선 그래프를 잘 보이도록 축 조정한 것이다. 



 

(연속) 

x=pi,  y=g(x)=cos(x)=-1 

x=pi+0, y=g(x)=-1 

 

 

3. 오늘의 주제 - 논리함수, find() 

find() 내장함수는 조건에 맞는 벡터/행렬의 원소 순번(index no.)를 반환한다. 출력값이 

하나면(기본설정, default) 일렬 순번 값을 돌려주고 출력 값이 두 개면 행과 열 번호로 

나누어 출력한다. 

(연습문제 8.7번 참조) 

 

3-1. 논리함수 연습 

(1) 사과 총 구매가 알아내기(앞에서 먼저 언급) 

(함수) 

function apple_cost=cal3(apple_no) 

a=find(apple_no<10); unit_price(a)=2000; 

b=find(apple_no<50); unit_price(b)=2000*0.9; 

c=find(apple_no>=50); unit_price(c)=2000*0.8; 

apple_cost=apple_no.*unit_price; 

end 



 

(2) 열령 별 분리 

function age_check_f(age) 

a=find(age<19); 

b=find(age>=19 & age<=35); 

c=find(age>35); 

disp(['총' num2str(length(age)) '명']) 

disp(['행복한 : ' num2str(age(a))]) 

disp(['취준생 : ' num2str(age(b))]) 

disp(['취포자 : ' num2str(age(c))]) 

end 

 

(실행, 결과) 

>> age=[30 40 25 44 29 35 12 18 19 20 33 36 32 17 33 37]; 

>> age_check_f(age) 

총 16명 중에 

행복한 : 12  18  17 

취준생 : 30  25  29  35  19  20  33  32  33 

취포자 : 40  44  36  37 

 

(함수) 

function y=g2(x) 

oo=find(x<-pi | x>pi); 

ii=find(x>-pi & x<=pi); 

y(oo)=-1; 

y(ii)=cos(x(ii)); 

end 

 

3-2. 이번 주 과제는 전주 과제를 find()로 처리 

 



(1) 연습문제 8.5 그래프 그리기 

(함수) 

function y=f2(x) 

a=find(x<=2); y(a)=2*x(a); 

b=find(x>2); y(b)=x(b).^2; 

end 

 

(실행) 

>> x=-2:0.2:4; 

>> y=f2(x); 

>> plot(x,y) 

 

(그래프는 위의 것 참조) 

 

(2) 연습문제 8.6 그래프 그리기, x=pi 에서 연속 그리고 

(함수)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해 나중에 (수업에서 모두 풀어 보았습니다) 

(실행) 

>> x=-2*pi:pi/64:2*pi; 

>> y=g2(x); 

>> plot(x,y), grid on, axis([-2*pi 2*pi -1.2 1.2]) 

 

(최대값 구하기) 

>> [a,b]=max(y); 

>> disp(['Max y = ' num2str(a) ' when x = ' num2str(x(b))]) 

Max y = 1 when x = 0 

 

 

2015-11-18, 곽노태 


